
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1 춘추좌전  좌구명 AC147  .을661 V.1-1

2 황금가지  Frazer, James George AC147  .을661 V.11

3 군주론  Machiavelli, Niccolo AC147  .을661 V.12

4 춘추좌전  좌구명 AC147  .을661 V.1-2

5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Schopenhauer, Arthur AC147  .을661 V.14

6 우파니샤드  AC147  .을661 V.15

7 성에 관한 세 편의 해석  Freud, Sigmund AC147  .을661 V.16

8 쇼펜하우어의 행복론과 인생론 : 소품과 부록 Schopenhauer, Arthur AC147  .을661 V.17

9 논어  공자, 孔子 AC147  .을661 V.2

10 대학, 중용 공자, B.C. AC147  .을661 V.4

11 순자  순자, (荀子) AC147  .을661 V.5

12 주역   AC147  .을661 V.6

13 (郭店楚墓竹簡本) 노자  노자, 老子 AC147  .을661 V.7

14 장자 : 내편 장자 AC147  .을661 V.8-1

15 장자 : 외편 장자 AC147  .을661 V.8-2

16 장자 : 잡편 장자 AC147  .을661 V.8-3

17 고문진보  황견 AC147  .을661 V.9

18 말과 사물  Foucault, Michel. AZ101  .F69 2012

19 지식 오류 사전 Pppelmann, Christa AZ999  .P67 2012

20 (비트겐슈타인과 포퍼의) 기막힌 10분  Edmonds, David B3376.W564  .E45 2012

21 크라튈로스 Platon. B367  .P5 2007

22 에우튀데모스  Platon B369  .P5 2008

23 고르기아스  Platon. B371  .P5 2011

24 메넥세노스  Platon B376  .P5 2008

25 소피스트 Platon B378  .P5 2011

26 파이드로스  Platon B380  .P5 2012

27 편지들  Platon B391.E8  .P5 2009

28 (철학라이더를 위한) 개념어 사전 : 서양철학의 역사를 움직인 주요 개념 80 조광제 B41  .조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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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29 내가 살아온 날들 : 다산 잠언 콘서트 정약용 B5254.C56  .내12 2012

30 아포리즘 철학 : 간결하고 매혹적인 철학에의 탐구 조중걸 B72  .조76 2012

31 창의 논리학 방패의 논리학  Capaldi, Nicholas BC177  .C345 2012

32 경제학자 철학에 답하다  Landsburg, Steven E. BD21  .L29 2012

33 철학을 켜다 : 무도한 세상에 맞서는 생각의 울림 표정훈 BD21  .표74 2013

34 세상이 던지는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여덟 가지 철학적 질문 Savater, Fernando BD25  .S28 2012

35 철학자의 말 : 한손에 잡히는 세기의 철학 김옥림 BD41  .김65 2012

36 청춘의 고전 : 삐딱한 철학자들의 위험한 영화 보기 BD41  .청85 2012

37 에고 트릭  Baggini, Julian BD450  .B256 2012

38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긍정의 심리학 : 잘 생각하고 잘 느껴야 행복해진다 Isett, Robert D BF204.6  .I84 2012

39 인간은 야하다  Kenrick, Douglas T. BF311  .K386 2012

40 "새로운" 무의식 : 정신분석에서 뇌과학으로 Mlodinow, Leonard BF315  .M56 2013

41 나는 왜 상처받는 관계만 되풀이하는가  Berry, Carmen Renee. BF335.4  .B47 2012

42 디지털 치매   Spitzer, Manfred BF441  .S65 2013

43 스마트한 생각들 :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2가지 심리 법칙 Dobelli, Rolf BF442  .D63 2012

44 이유 없는 두려움  Gardner, Dan BF575.F2  .G35 2012

45 인간은 왜 죄의식으로 고통받는가  Brazier, Caroline BF575.G8  .B73 2012

46 행복의 신화  Lyubomirsky, Sonja. BF575.H27  .L98 2013

47 현명한 리더는 작은 소리로 말한다 : 조직을 성공으로 이끄는 조용하고 강한 힘 Kahnweiler, Jennifer B. BF637.L4  .K27 2012

48 (존 맥스웰) 리더의 조건 :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 제시하는 진정한 리더의 21가지 자격 Maxwell, John C. BF637.L4  .M39 2012

49 철학을 권하다: 삶을 사랑하는 기술 Evans, Jules BF637.S4  .E83 2012

50 원더박스  Krznaric, Roman BF637.S4  .K75 2013

51 내 행복에 꼭 타인의 희생이 필요할까 : 이기주의자가 되지 않는 기술 Precht, Richard David BJ1114  .P74 2012

52 성난 초콜릿: 그럴듯하면서 확인할 수 없고 매우 가혹한 가십의 문화사회사 Epstein, Joseph BJ1535.G6  .E67 2013

53 모럴 아포리아 : 뻔한 도덕을 이기는 사유의 정거장 BJ37  .모294 2013

54 미덕이란 무엇인가  Comte-Sponville, Andr BV4630  .C65 2012

55 컬처 쇼크 : 위대한 석학 25인이 말하는 사회, 예술, 권력, 테크놀로지의 현재와 미래 CB430  .C88 2013

56 최초의 것  Filser, Hubert CB88  .F5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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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57 예루살렘  Idinopulos, Thomas A. DS109.9  .I35 2002

58 그리스 사상과 아랍 문명 : 변역운동과 이슬람의 지적 혁신 Gutas, Dimitri. DS36.82.G7  .G88 2013

59 (21세기)먼나라 이웃나라  DS811  .이664 V.15

60 1박2일 가족여행 시티투어  DS902.4  .세14 2011

61 아빠의 현대사 : 미래를 향한 회상'- 광주 세대가 촛불 세대에게 이근원 DS922.2  .이17 2013

62 역사로서의 5ㆍ18  김대령 DS922.445  .김23 2013 V.1-4

63 아마존 : 정복과 착취, 경외와 공존의 5백 년 Hemming, John F2546  .H46 2013

64 우리 집을 공개합니다 : 하나의 지구 서른 가족 그리고 1787개의 소유 이야기 GN406  .M45 2012

65 (그들은 어떻게) 뉴욕 양키스를 이겼을까  Keri, Jonah GV880  .K48 2012

66 부메랑  Lewis, Michael HB3717.2008  .L49 2012

67 크래쉬 : 성장과 불황의 두 얼굴 Lowenstein, Roger HB3743  .L68 2012

68 메이커스  Anderson, Chris HB615  .A683 2013

69 선악의 경제학  Sedlek, Tom HB72  .S36513 2012

70 거대한 침체 : 고성장 시대의 환상은 깨졌다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라 Cowen, Tyler. HC106.83  .C694 2012

71 세대충돌  Kotlikoff, Laurence J. HC106.83  .K68 2012

72 문명의 대가  Sachs, Jeffrey D. HC106.84  .S23 2012

73 거장들과의 저녁만찬 : 저녁식탁에서 만난 스무 명의 대가들, 고난과 용기를 말하다! Byrne, John A. HC29  .B97 2012

74 넥스트차이나 HC427.95  .삼54 2012

75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읽기 :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히드라 이야기 Braudel, Fernand HC51  .B675 2012

76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Bonerjee, Abhijit HC59.7  .B323 2012

77 우리를 위한 경제학은 없다 : 부자들이 감추고 싶어 한 1% vs 99% 불평등의 진실 Lansley, Stewart HC79.I5  .L367 2012

78 하워드의 선물 :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필생의 가르침 Sinoway, Eric C. HD30.28  .S477 2013

79 기획의 정석  박신영 HD30.28  .박58 2013

80 우리는 그들을 신화라 부른다  HD30.28  .우29 2012

81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Hamel, Gary HD31  .H253 2012

82 히스토리가 되는 스토리 경영  남목건 HD31  .남35 2012

83 이노베이터 DNA : 성공하는 혁신가들의 5가지 스킬 Dyer, Jeff HD53  .D94 2012

84 (소통과 신뢰의 힘,) 친절한 리더십  Baker, William F. HD57.7  .B347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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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l-millennium.postech.ac.kr/record=b13668146
http://dl-millennium.postech.ac.kr/record=b1366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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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85 성과를 내는 팀장은 다르다 : 실적으로 평가받는 팀장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 Strigl, Denny F HD57.7  .S7817 2012

86 왜 우리 회사만 변하지 않을까?  HD58.8  .W495 2012

87 (대기업부터 골목식당까지) 딸들의 경영시대  Francis, Anne E. HD62.25  .F73 2013

88 창업 상식사전  조재황 HD62.5  .조73 2012

89 5년 후 : 당신의 회사는 건재할 것인가? Tatum, Duog HD62.7  .T38 2012

90 나는 거대한 꿈을 꿨다  이나리 HD9696.C6  .이192 2012

91 빈 카운터스 : 숫자와 데이터로 기업을 망치는 사람들 Lutz, Robert A. HD9710.U52  .L88 2012

92 졸업장 없는 부자들 : 하버드에서도 가르쳐 주지않는 스무 살 부자수업 Ellsberg, Michael HF5386  .E435 2012

93 그들의 성공엔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 한발 앞서가는 기업들의 남다른 1% HF5386  .그27 2012

94 탐스 스토리 : 착한 아이디어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공 이야기 Mycoskie, Blake. HF5414  .M93 2012

95 보텀업 마케팅 : 한계상황을 돌파하는 현장 전술의 힘 Ries, Al HF5415  .R5437 2012

96 (잭 트라우트의) 차별화 마케팅 :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Trout, Jack HF5415  .T727 2012

97 소셜노믹스 : 세상을 바꾼 SNS 혁명 Qualman, Erik. HF5415.1265  .Q83 2012

98 낫 포 프리 : 새로운 시대의 수익 창출 전략 Berman, Saul J. HF5415.127  .B45 2011

99 니치 : 왜 사람들은 더 이상 주류를 좋아하지 않는가 Harkin, James HF5415.127  .H367 2012

100 콘텐트 마케팅 파워 : 고객을 유혹하는 콘텐트로 승부하라! Pulizzi, Joe HF5415.127  .P85 2012

101 세일즈 천재가 된 홍대리  신윤순 HF5438.25  .신66 2012

102 팔지마라 사게하라 : 기획에서 콘셉트, 마케팅에서 세일즈까지 장문정 HF5438.25  .장36 2013

103 판매의 심리학  Tracy, Brian HF5438.8.P75  .T73 2008

104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가 있다 : 세계 최고의 판매왕 조 지라드의 성공 비밀 Girard, Joe HF5439.5.G57  .A33 2012

105 끌리는 사람은 분명 따로 있다 : 인간관계 불변의 법칙 임무경 HF5549.5.C6  .임36 2013

106 회사가 우리를 열받게 하는 65가지 이유  전정주 HF5549.5.M63  .전74 2013

107 리더의 자격 : 대중의 욕망까지 사로잡은 리더들의 소통 비법 Gallo, Carmine HF5718  .G35 2012

108 레드 머니  손건 HG1285  .손14 2012

109 (전설의 금융 가문)로스차일드  Ferguson, Niall HG1552.A1  .F47 2013 V.1-2

110 부자 아빠의 금은 투자 가이드  Maloney, Michael. HG293  .M35 2012

111 커런시 워 : 아직 끝나지 않은 통화 전쟁 Rickards, James. HG3851.3  .R53 2012

112 (시장을 이긴 16인의 승부사에게 배우는) 진입과 청산 전략  Elder, Alexander HG4529  .E4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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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113 월스트리트저널 경제지표 50  Constable, Simon HG4529.5  .C658 2012

114 유로화의 종말 : 유럽의 불안한 미래 Overtveldt, Johan van HG925  .M854 2012

115 (KBS스페셜) 행복의 리더십 : 나를 행복하게 할 리더는 누구인가 이재혁 HM1261  .이74 2012

116 (에릭 슈미트)새로운 디지털 시대  Schmidt, Eric HM851  .S263 2013

117 공짜로 즐기는 세상  김민식 HM851  .김38 2012

118 누구를 위한 미래인가 : 위기 이후 세계를 위한 토플러의 제언 Toffler, Alvin. HN17.5  .T644 2012

119 (하루 3시간) 엄마 냄새  이현수 HQ769  .이94 2013

120 첩보의 기술 : CIA의 전설적 첩보원, 그가 증언하고 예견하는 전쟁과 첩보의 과거현재미래 Crumpton, Henry A. JK468.I6  .C78 2013

121 변환의 세계정치  하영선 JZ1242  .하64 2012

122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작가 10 :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드는가? 심은록 N40  .심67 2013

123 (불필요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철학자의 디자인 공부  Vial, Stphane NK1525  .V53 2012

124 (회화로 배우는) 왕초보 프랑스어  PC2074.8  .왕84 2012

125 해석이론 박상준 PE1112  .박52 2013

126 네이티브 영어표현력사전 이창수 PE1131  .이82 2010

127 네 번의 식사 :  메이어 샬레브 장편소설  Shalev, Meir PJ5054.S382 .F68 2013

128 샐러드를 좋아하는 사자 :  세번째 무라카미 라디오  촌상춘수(村上春樹) PL856.U73  .샐294 2013

129 오레오레  성야지행 PL871.O752  .오294 2010

130 배를 엮다 : 미우라 시온 장편소설 삼포시온 PL873.I58  .배297 2013

131 64 횡산수부 PL877.5.O4  .육52 2013

132 기억의 행성  조용미 PL952.65  .문92 V.395

133 래여애반다라 : 이성복 시집 이성복 PL952.65  .문92 V.421

134 사는 기쁨 : 황동규 시집 황동규 PL952.65  .문92 V.422

135 아무튼 씨 미안해요 : 김중일 시집 김중일, (金重一) PL956.65  .창48 V.347

136 고구려 : 김진명 역사소설 김진명 PL959.55.김78  .고16 V.5

137 (내 인생을 바꾼) 마법노트  남강. PL959.55.남12  .마44 2007

138 소금: 박범신 장편소설 박범신 PL959.55.박44  .소17 2013

139 같은 하루 다른 행복 :  부처 핸섬, 원빈 스님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원빈  (圓彬) PL959.65.원48  .같67 2013

140 오히려 다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 임성순 장편소설 임성순 PL959.65.임54  .오9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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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141 뤼미에르 피플 : 장강명 연작소설 장강명 PL959.65.장12  .뤼38 2012

142 김수영을 위하여 : 우리 인문학의 자긍심 강신주 PL973.2  .강58 2012

143 내 삶에 들어온 권정생 : 동화로 만나는 삶 속의 인문학 PL973.2  .똘43 2012

144 세상의 끝에서 세상을 말하다  PN1995.9.D6  .세52 2013

145 속담 인류학 : 유쾌한 지식여행자의 속담으로 세상 읽기 미원만리 PN6519.J3  .미66 2012

146 왜 고전을 읽는가  Calvino, Italo. PN81  .C24 2008

147 마법의 순간  Coelho, Paulo PQ9698.13.O3546  .마44 2013

148 시골과 도시  Williams, Raymond PR409.C5  .W5 2013

149 (천재이야기꾼) 로알드 달 : 로알드 달 재단 공식 전기 Sturrock, Donald PR6054.A35  .Z88 2012

150 파운틴헤드 : 오직 나만이 나의 근원이다 Rand, Ayn PS3535.A547  .F6 2011 V.1-2

151 아스라이 스러지다  Burke, Alafair PS3602.U755  .L66 2012

152 토로스 & 토르소 McDonald, Craig PS3613.C38698  .T67 2012

153 나치와 이발사  Hilsenrath, Edgar. PT3919.H67  .N39 2012

154 조장희: 과학자 조장희의 불꽃같은 삶 조장희 Q143.C46  .조72 2012

155 서양과학사상사 :  플라톤에서 아인슈타인까지, 인류사를 움직인 탐구정신의 향연  Henry, John Q174.8  .H453 2013

156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UI 디자인 & 프로그래밍  도가부수 QA76.76.A65  .도12 2012

157 (레이몬드 첸의)윈도우 개발 282 스토리  Chen, Raymond QA76.76.O63  .C45747 2007

158 무기화학  Huheey, James E. QD151.2  .H84 2011

159 무기화학  Gary L. Miessler QD151.2  .M541 2011

160 유기화학  Solomons, T.W. Graham QD251.2  .S66 2011

161 LabVIEW : data acquisition & analysis for the movement sciences McDonough, Andrew L. QP303  .M357 2001

162 미국인은 왜 뚱뚱한가?   저뢰성, 猪瀨聖 RA645.O23  .저295 2012

163 가족을 위로한다 : 서로에게 서툰 가족을 위한 치유의 심리학 Napier, Augustus RC488.5  .N36 2012

164 프로작 네이션 : 우울에 빠진 한 여자의 심리 보고서 Wurtzel, Elizabeth RC537  .W87 2011

165 과학도를 위한 논문작성 첫걸음  정성훈 T11  .정54 2010

166 Novel technique for mass Production of electrospun fibers : design and experiment Sunthornvarabhas, Jackapon. TA418.9.F5  .S8 2011

167 먼지 보고서: 우주먼지에서 집먼지까지 옌스 죈트겐 외 TD884.5  .S73 2012

168 4G LTELTE-A 이동통신시스템  Dahlman, Erik. TK5103.48325  .D3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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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Title) 저자(Author) 청구기호(Call#)

169 디지털 시대의 마법사들  Moss, Frank TK5103.7  .M675 2013

170 구글+아이폰 200% 업무 활용법  이임복 TK6570.M6  .이68 2012

171 인체 쇼핑 : 살과 피로 돌아가는 경제 Dickenson, Donna TP248.23  .D52 2012

172 채식의 유혹 : 육식의 족쇄를 풀어라! 김우열 TX392  .김66 2012

173 진짜 기본 요리책 : 진짜 쉽고 진짜 맛있고 진짜 정확한 기본 레시피 306개 수퍼레시피 TX714  .수894 2013

174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시대가 던진 질문의 답을 찾다 권희정 Z1035.A1  .권97 2013

175 노무현의 서재  이채윤 Z1035.A1  .이82 2012

176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 오래된 책마을 동화마을 서점 도서관을 찾아서 백창화 Z789  .백8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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